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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재활용촉진 법이 재정되어있지만 콘크리트-시멘트페이스트 간의 단체분리

저하로 인해 높은 흡수율과 낮은 밀도로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위 향상에 필수적인 몰타르 제거를 위하여 다단형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였다. 장비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산 모사 방법인 DEM (Discrete Element Method)를 이용하여 영상 분석을 이용한 내부 입자의 거동 특징과,

투입 입자-장비의 각 부분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내부벽, 가이더 및 임펠러의 힘의 크기를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스펙트럼을 생성하여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효과적인 박리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저에너지 그룹의 충돌 횟수(L)와

파분쇄를 발생시키는 고에너지 그룹의 충돌 횟수(H)의 비율을 토대로 회전속도 900RPM의 조건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순환골재, 파분쇄, DEM, 임팩트 크러셔

Abstract

The amount of construction waste generated is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Law for Promotion of Recycling is

enac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use it as a recycled aggregate for concrete, which is presented in the quality standard of recy-

cled aggregate with high water uptake and low density due to low separation of aggregate between concrete and cement paste.

Therefore, in this study, a multi-stage impact crusher was used to remove mortar, which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cycled aggregate.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 the spectrum of energy generated in each part between

the particle and the equipment was calculated by using DEM. In order to generate an effective separation phenomenon,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condition of 900 RPM was appropriate based on the ratio of the number of collisions (L/H) of the

low energy group (L) to the number of collisions of the high energy group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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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폐기물은 2016년 하루에 약 2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약 50%를 점유

하고 있다1). 특히, 최근 도시 재개발/건축 및 환경 정비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건설된 SOC 및

주택의 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의 해체

공사 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16년도 환경부에

서 발표한 전국폐기물 통계 처리 현황을 보면 건설폐기

물의 발생량은 2011까지 감소추세를 그리다 이후 꾸준

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

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2005년 8월에 제정

하여 폐콘크리트의 다양하고 폭넓은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폐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순환골재의 경우 높은 흡수율과 낮은 밀도로 인해 순환

골재 품질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콘크리트용 순환골

재로서 사용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단

계인 부착 시멘트 페이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보다

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단순히 충격 에너지를 가하는 방

법을 주로 이용하여 콘크리트-시멘트페이스트 간의 단

체분리 저하로 인한 효율감소가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특성연구2), 몰타르와 순환골재를 혼합

하여 내구특성 연구3), 표면처리를 통해 순환골재 품질

개선 연구4) 등과 같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단순한 물성 개선에 의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새로운 장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신개념 장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특성

을 분석해야하는데,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실험 비

용이 소모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링 기

법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M (Discrete Element

Method)를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다단 임팩트 파쇄

기의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DEM 모델은 입자들의 거

동을 예측할 수 있는 물리기반의 전산모사 방법으로, 입

자 기반의 장비 내부의 거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1992년 Mishra5)에 의해

볼밀의 분쇄매체 거동 예측을 위한 실험에 처음으로 사

용되었으며, 그 후 DEM을 사용한 입자의 파분쇄 특성

및 장비 내부 입자 운동 특성 규명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콘크리트 골재 파손특성의 단체분리 거동6),

탄화규소 세라믹의 파손 특성 및 분쇄 공정의 분쇄력

변화와의 관계7), 탄화규소 세라믹의 미세가공 과정에서

의 파단 및 손상 모델링8)와 같이 콘크리트와 세라믹

입자의 파손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DEM

을 활용하여 볼밀 리프터 디자인에 따른 분쇄매체의 거

동9,10,11) 원심밀의 특성 연구12,13), 교반밀14), 진동밀15)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분쇄 장비 및 분쇄장비 내부 입

자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위 향상에 필수적인 몰

타르 제거를 위하여 다단형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였

으며, 장비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산 모사 방

법인 DEM (Discrete Element Method)을 통해 투입

입자-장비의 각 부분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

합하도록 파쇄 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

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멘트 페이스트만을 원골재의 손

상을 최소화하면서 단체분리가 가능한 입자거동 및 에

너지 스펙트럼 기반의 최적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을 고

찰해보고자 하였다. 

2. 이론 및 전산모사

구성 입자간의 충돌에 의해 접촉점에 작용하고 있는

상호 작용력은 탄성과 더불어 비탄성적인 성질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Fig. 1(a), (b)과 같이 탄성을

나타내는 스프링과 비탄성을 나타내는 댐퍼를 병렬 연

결한 Kelvin-Voigt 가상 모델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

다(Mishra, 2004). 일반적으로 DEM에서 입자가 다른

입자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수직 방향과 전단방향으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Fig. 1에서 (a)는 스프링

에 의한 수직 강성계수 Kn과 대시포트에 의한 수직

완충계수 의 병렬연결로써 수직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b)는 수직력에 slider를 직렬 연결하여 전단력을 나타

낸다.

(1)

여기서 Kn은 수직 강성계수, un은 임의의 시간 t에서

overlap이 발생하였을 때 수직방향의 성분을, 그리고

는 두 입자사이의 수직방향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 또

한 ηn은 수직방향의 완충계수를, 은 임의의 시간 t

fn = Knun t( )n t( ) + ηnνn t( )

n

ν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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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 속도의 수직 성분을 나타낸다.

동시에 Fig. 1의 (b)는 입자간 상호 작용력의 전단

방향 성분을 나타내고 있다. (a)와 유사한 회로 형태에

마찰 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slider가 추가로 연결되었

다. 전단력은 전단 강성계수 Ks와 시간 t에서의

overlap의 전단 방향 성분  및 전단방향 단위벡터,

전단방향 완충계수 ηs, 그리고 상대 속도의 전단 방향

성분 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가 최대 정지 마찰력  (μ: Coulomb 정지

마찰 계수) 보다 큰 경우에는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DEM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강성, 완

충 계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DEM

모델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linear-spring dashpot

모델로 강성 및 완충계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난다. 1999년 Misra와 Cheung은 다음과 같이

포아송 비와 영률을 이용하여 수직 강성계수를 계산하

였다.

(3)

여기서 νA, νB 및 GA, GB는 각각 두 물질의 포아송

비와 영률(N/m2)이며, RA, RB는 두 입자의 반지름이

다. 또한 수직 완충계수는 다음과 같이 복원계수, ε와

두 물질 질량 MA, MB를 이용한 M *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4)

위와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물질의 특성값(영률, 포아

송비)이 결정되면 임의의 입자 크기에 대해서 모델링

상수 Kn, ηn을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물질의 경우

이러한 영률과 포아송비는 알려져 있으며 stainless

steel의 경우 영률 200 Gpa, 포아송비는 0.3이다. 따라

서 임의의 물질로 구성된 입자에 대하여 식 (3, 4)를

이용하여 DEM 모델링 구현이 가능하다. 전단계수는 수

직계수의 67% (0.33)를 설정하였으며 본 DEM 모사에

사용된 주요 상수는 Table 1과 같다. 

3. 모사결과 및 토론

3.1. 장비의 가상화 (Visualization)

실제 장비와 모사실험에 사용되는 모델이 정확하게

일치 할 수 있도록 크기와 회전속도 및 세부사항을 3D

로 적용하였으며, Fig. 2에 비교하여 도시 하였다. 장비

의 구성은 크게 전체적인 1) 몸체와, 2) 5개의 회전하

는 임펠러, 내부 물질 흐름을 도와주는 3)가이더 3가지

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제원 및 기타 정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단일 몸체로 구성된 메인 바디

는 3.6 m의 높이에 1 m의 폭을 가지고 있으며, 5개로

구성된 회전 임펠러와 고정 가이더로 구성되어 있다. 임

us

νs

fs = Ksus t( )s t( ) + ηsνs t( )

fs μ fn 

Kn = 0.094E
*
R
*

1

E
*

----- = 
1 νA–

2GA

------------ + 
1 νB–

2GB

------------

1

R
*

----- = 
1

2RA

--------- + 
1

2RB

---------

ηn = 
ln– ε KnM

π
2

lnε( )
2

+

--------------------------

1

M
*

------- = 
1

MA

------- + 
1

MB

-------

Fig. 1. Kelvin-Voigt contact model.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In-house code)

Properties Unit Value

Iteration time [s] 1E-5

Poisson’s ratio [-] 0.3

Young’s Modulus (Geometry) [GN/m2] 200

Young’s Modulus (Particle) [GN/m2] 30

Density (Geometry) [g/cm3] 7.8

Density (Particle) [g/cm3] 2.5

Friction Coefficient [-] 0.14

Restitution Coefficient [-] 0.18

Total Simulation Time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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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러의 회전수는 800, 900, 1000 RPM이며, 시료는 분

당 평균 50 mm 골재를 600 kg 투입하며, 이에 해당하

는 전산 모사 조건으로 50 mm 입자를 초당 60개 정도

투입하게 된다. 

3.2. 영상 분석

모사된 영상분석 결과 Fig. 3(a)와 같이 최초 임펠러

에서 가장 많이 입자가 벽면에 충돌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입자 공급을 담당하는 피더의

설계가 매우 타당함을 보여주며 위치가 최적점을 벗어

나면 그만큼 투입 입자들이 임펠러에 효과적으로 접촉

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전체4개의 임펠러가 있는 것

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에너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

기 때문이다. 또한 최상위 임펠러를 제외한 하부 임펠

러에서는 비교적 균일하게 입자들이 충돌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b)). 

흥미로운 것은 낮은 임펠러 회전조건에서 일부 입자

의 경우 1번 임펠러에 의해 피드 투입구 외부로 나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피드의 양을 늘리면 투입되는

입자에 의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에 해

결 가능하였다. 

각 임펠러 당 입자의 점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입

자의 흐름성과 효과적인 충돌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기

초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입자의 단위 시간당 점유 비율

Fig. 2. Photo and visualization of multi-stage impact crusher.

Table 2. Specification of impact crusher in this study

Parts Component Value

Machine Body H × W × D 3600 × 1000 × 600 (mm)

Impeller

L × R

# of imperllers

Materials

rotation speed

460 × 70 (mm)

5

Stainless steel

Guider

H × D1 × D2

# of guiders

Materials

360 × 230 × 170 (mm)

5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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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임펠러에 대해서 정규화 시켜 Fig. 4에 도시하였

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높은 회전속도에서 1번 임펠러

에서의 체류시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

펠러의 끝단의 원심가속도는 Rw2 [m/s2]로 정의되며

800, 900, 1000 RPM에서의 각가속도는 403, 510, 630

m/s2로 계산된다. 이렇게 빠른 가속도를 가지는 임펠러

는 높은 에너지를 충돌 시 입자에 전달하며 이와 같은

에너지 확산현상이 입자의 체류를 증가시킨다. 역설적

으로 각 임펠러에 대해 균일한 체류 시간을 가지기 위

해서는 회전속도가 낮을수록 가능함을 Fig. 4에서 유추

가능하며, 그래프에서 가장 하단인 5번 임펠러의 경우

3%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매우 낮은 회전수의 경우 분쇄/박리에 필요한 에너

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회전속도를 결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3. 에너지 분석

DEM분석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장비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충격 에너지의 경우 분쇄 입자에 가해지는 에너

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척도이며

이는 식 (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

여기서 m은 입자의 무게이며 ΔV는 입자-평면 사이의

속도 차이다.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를 1

~256J까지 기하-스케일로 분류하여 에너지가 발생하는

양측 벽면, 임펠러, 가이더 벽면의 횟수를 분석하여 대

표적인 임펠러 회전 속도 900 RPM 조건의 결과를 스

펙트럼의 형태로 Fig. 5에 도시하였다. 임펠러에서 발생

하는 총 횟수는 약 4400번이며 입자의 개수를 감안하

면 평균적으로 장비 내부에서 약 8회 이상의 충돌이 발

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임펠러는 5개인데 비

해 충돌된 입자가 다시 다른 벽면을 타고 재 충돌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이더 면의 경우 임펠러 조

건보다 약 20% 이상 많은 충돌 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입자가 임펠러에 의해 받은 에너지

로 충돌하는 것 이외에 자유 낙하하면서 충돌하는 횟수

도 측정되어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양측벽면의 경우

2600회로 임펠러와 가이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충

돌 분포를 보였다. 특히, 가이더와 양측벽면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비교적 유사한 분포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Eimpact = 
1

2
---mparticle ΔV( )

2

Fig. 4. Average particle retention ratio per impeller

(normalized).

Fig. 5. Energy spectrum generated by equipment part (900

RPM).

Fig. 3. Image analysis results of impact cr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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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특히 저에너지 부분의 비율이 50~60% 정

도로 나타나는 것은 입자의 낙하와 이동에 의해서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펠러의 경우 저 에너지 부분

에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고에너지 부분에서 약

47%의 값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빠르게 회전하는 임

펠러가 입자와 유효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펠러의해 입자에 가해지는 고 에너지는 박

리현상보다는 폐 콘크리트의 파괴를 야기하여, 순환골

재의 품위 향상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몰타르 분리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튿히, 매우 높은 에

너지 그룹(H) (> 20J)은 파분쇄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

단되므로, 적은 에너지 발현 그룹(L) (< 2J) 그룹과 비

율 관계를 각 회전 조건별로 분석하여 Table 3에 도시

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RPM에서는 강한 에너지 발현

이 높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며, 저에너지/고에너지 충돌

횟수 비율(L/H)는 1.11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에 800, 900 RPM에서는 1.28, 129로 유사한 값을 보

이나, 전체적인 저에너지 충돌 자체가 800 RPM의 조건

이 900 RPM 조건 보다 3%가 낮은 충돌 횟수를 보여,

종합적인 최적의 임펠러 회전은 900 RPM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새롭게 디자인된 다단 임팩트 크러셔의 공정 시뮬레

이션을 3D-DEM (Discrete Element Method)를 이용

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장비 내부에서 발

생하는 내부벽, 가이더 및 임펠러의 힘의 크기를 발생

하는 회수에 따라 스펙트럼을 생성하여 효과적인 분석

이 가능하였다. 

1) 영상 분석 결과, 임펠러의 각속도에 근거한 입자

의 점유 시간은 높은 회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입자

의 체류 현상을 가속 시키며, 동시에 낮은 회전수는 각

임펠러의 입자 점유 시간을 균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입자-입자 또는 입자-지오메트리 사이의 충돌 에너

지에 기반하여 각 임펠러 회전 속도에 따른 에너지 분

포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박리현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그룹의 충돌 횟수(L)와 파분쇄를

발생시키는 고에너지 그룹의 충돌 횟수(H)의 비율(L/H)

을 비교한 결과 임펠러 회전속도 900 RPM의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 충돌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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